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극미세영문법 

[3-15] 컨닝페이퍼

1. 과거완료의 형태와 해석을 적으시오
     (a) 형태: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
     (b) 해석: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

2. 과거완료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 예문을 들어서 설명하자.
    (a) 언제 사용?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

    (b) 예문: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

3. 다음 괄호 속에 문법적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.
   ① Julie [has/ had] already finished her dinner when he came. 
      _______________________

   ② He [has/ had] been ill for two weeks, so he couldn't come yesterday. 
      _______________________

   ③ Mike [has/ had] never seen a musical until he was 20. 
      _______________________

   ④ I [has/ had] lost my bag on the train, so I couldn't enjoy the trip. 
      _______________________

   ⑤ The teacher entered the classroom at 8:50 a.m. 
      By that time, Carl [has/ had] cleaned the floor. 
      _______________________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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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다음 밑줄 친 부분을 문법상 어색한 부분이 있다면 올바르게 수정하시오.
   ① Carl had a baseball game at 11 a.m. 
      But he realized it at 10:30 a.m, and the bus has already passed. 
      (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
   ② I noticed that I have left my cell phone at home.
      (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
   ③ She was very hungry because she has not eaten all day.
      (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
   ④ Ken has not cleaned the house before the guests arrived.
      (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
   ⑤ Jimmy has used the car for ten years before it broke down.
      (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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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[정답]
    (a) had+PP  
    (b) ~했었다  

2. [정답]
    (a) 과거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그것보다 사건이 더 먼저 발생했을 때 사용한다.
    (b) Julie had already finished her dinner when he came.
        (그가 왔을 때, 쥴리는 저녁 식사를 이미 끝냈었다.)

3. [정답]
    ① had    ② had    ③ had   ④ had  
    ⑤ had (선생님께서 교실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청소가 완료되어있기 때문에, 과거완료가 정답이다.)

4. [정답]
   ① had already passed
     (해석) 칼은 오전 11시에 야구 게임이 있었다. 하지만 그것을 오전 10:30분에 깨달았다. 
            그리고 버스는 이미 지나가버렸다.
     (해설) 깨달은 것은 과거시점, 버스가 떠난 것은 그것보다 더 먼저 발생 즉, 과거보다 사건이 더 먼저
            발생했기 때문에 과거완료가 적절하다.  
   ② had left
      (해석) 나는 집에 핸드폰을 두고 왔다는 것을 알아챘다.
      (해설) 알아챈 것은 과거시점, 집에 둔 것은 그것보다 더 과거이니까 과거완료가 적절하다.

   ③ had not eaten
      (해석) 그녀는 하루 종일 식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, 배가 고팠다. 
      (해설) 배가 고팠던 것은 과거시점, 식사하지 않은 것은 그것보다 더 과거이기 때문에 
             과거완료가 적절하다.

   ④ had not cleaned
      (해석) 그 손님들이 도착하기 전에 캔은 집 청소를 하지 않았었다. 
      (해설) 손님들이 집에 도착한 것은 과거시점, 청소를 하지 않은 상태는 그 이전이기 때문에 
             과거완료가 적절하다.
   ⑤ had used  
      (해석) 지미는 그 자동차가 고장 나기 전에 10년 동안 그 자동차를 이용했다.
      (해설) 지동차가 고장난 것은 과거시점, 10년 동안 이용한 것은 그 이전임으로 과거완료가 적절하다.
      

[3-15] 정답 및 해설


